
‘상생 알곡’ 거두는 황금들녘 화해로 물들어 

[영글어가는 남북 농업협력] 

① 평양 강남군 당곡리 가을걷이 현장을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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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지사도 부위원장도 구슬땀 지난 28일 평양 강남군 당곡리 벌판에서 권두현 경기도 행정2부지사(오른쪽)가 당곡리 주민 대

표 중 한명인 최송근(50) 부위원장과 함께 벼베기를 하고 있다. 

 

 

 

요즘 남북관계는 일교차 심한 가을날씨 같다. 미사일 발사 이후 당국 차원의 남북관계가 아침저녁의 쌀쌀한

가을날씨라면, 민간 차원의 남북협력은 한낮의 열기마저 느끼게 한다.  

올해부터 본격화한 협동농장 단위의 남북 농업협력사업은 흔들림이 없다. 한국적십자사를 포함해 민간 주도의

대북 식량지원이 지난 여름 집중호우가 할퀴고 간 상처를 보듬어줬다면, 농업협력은 북녘의 가을 들판을 황금

빛으로 물들이며 새살이 돋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6 월 망종을 전후해 모내기를 중심으로 남북 농업협력의 현장을 점검한 데 이어 협동농장 단위의 새로운

협력모델을 만들어가는 경기도, 경상남도, 통일농수산사업단, 한민족복지재단 등 지방자치단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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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부기구(NGO)들의 북녘 가을걷이 현장과 농업협력의 결실을 2 회에 걸쳐 싣는다.  

가을 들녘이 풍요롭기는 남·북한이 마찬가지였다.  

9 월 28 일 오전 평양 시내를 출발해 낙랑구역을 지나서 개성 방향으로 이어지는 20 여㎞ 도로변에는 

코스모스가 한창이었다. 산 아래 들녘엔 고개 숙인 누런 벼가 바람에 일렁였다. 논둑 곳곳에는 ‘벼베기 전투’ 

참여를 독려하는 커다란 팻말이 선명했다.  

경기도 대표단 40 여명 찾아  

 

 

 

“어서 오시라요.”  

평양 시내를 떠나 30 여분. 평양-개성 고속도로가 시작되는 초입에 자리잡은 평양시 강남군 당곡리 마을에 

40 여명의 경기도 대표단(단장 권두현 경기도 행정 2 부지사)이 도착하자, 미리 마중 나와 있던 김영일(55) 

당곡리 관리위원장 등 주민 대표들이 대표단을 반갑게 맞았다.  

김 위원장은 당곡리 2 반 앞 들녘에서 벼베기에 앞서 마을 앞 비닐집으로 안내했다. 경기도가 지원해 만든 

비닐집 27 동은 봄에는 벼 육묘장으로 쓰이지만 여름과 가을철엔 주민들이 오이와 대파, ‘아가씨토마토’ 등의 

채소를 심는다고 했다. 방울토마토는 북으로 가서 아가씨토마토가 됐다. 이곳에선 아가씨들이 한입에 먹을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부른다는 게 북쪽 관계자의 설명이다. 동행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홍상영 부국장은

남쪽에서 종자를 가져온 방울토마토는 아가씨토마토로 평양시내 시장에 첫선을 보였고 한순간에 ‘히트 

상품’으로 떴다고 전했다.  

첫선 보인 ‘아가씨토마토’ 인기  

비닐집 둘레로는 30 만평의 너른 들판에 남과 북의 벼가 어깨를 함께하며 황금빛으로 물결쳤다. 올해 6 월 

경기도와 당곡리 주민들은 남쪽의 오대벼와 북쪽의 서해찰벼와 평도 15 호 등 남북한 볍씨를 반반씩 심었다. 

북쪽 관계자는 “당곡리는 여름 큰물 피해가 적었고 벼 여물 시기에 ‘해비춤률’이 높아 벼가 잘 여물었다. ㏊당

5.6t 의 쌀이 수확됐다”고 했다. 2003 년 북한농업경제연구원이 발표한 평균 3t 의 갑절 가까이 된다.  

“거 힘 좀 쓰시라요. 벼베기 다 못하면 점심 없습네다.”  

남과 북 함께 뿌린 벼 어깨동무  



 

 

» 남 햅쌀 북 쑥으로 버무린 송편 새참 평양 강남군 당곡리 주민 이금화(35·가운데)씨 등 이 마을 여성 3명이 지난 28일 경기도 

대표단과 마을 대표들이 벼베기를 하는 동안 올해 수확한 햅쌀로 빚은 송편을 간식으로 내놓기 위해 그릇에 담고 있다. 

 

 

 

북쪽 안내의 말에 들판은 웃음바다가 됐다. 덕담도 오갔다. 권두현 남쪽 단장은 “‘통일의 알곡’을 수확해 

통일을 앞당기는 계기를 만들자”고 말했고, 북쪽 민족화해협의회 리춘복 부위원장은 “볍씨를 함께 심고 가꾸고

이렇게 벼가을(추수)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면서 이것이 우리 민족이고 남녘 동포의 마음이라 생각하니 가슴이 

뭉클하다”고 화답했다.  

지난 7 월 5 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뒤 경색된 남북관계와 달리 올가을 북의 들녘에서는 이처럼 남북 동포들이

함께 구슬땀을 흘리는 풍경이 펼쳐지고 있다. 9 월 27 일 중국 심양공항을 출발해 북한 평양 순안공항으로 가는

고려항공기는 여승무원을 빼면 국내 항공기를 방불케 했다. 경기도 외에도 평안남도 숙천군에서 역시 

벼베기에 나선 한민족복지재단과 평양시내 학교에 학용품 종이를 지원한 전북도 교육청과 교육계의 인사 

등으로, 그동안 주춤했던 남북 민간협력이 올가을 바야흐로 풍성한 결실을 보고 있는 셈이다.  

북쪽의 한 관계자는 “시집가 잘사는 누이가 있고 못사는 아우가 있으면 못사는 아우를 도와주는 게 

인지상정”이라고 했고, 남쪽 방문단 역시 “북한 쪽이 수해와 같은 자신들의 어려움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지원을 요청하는 등 실용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했다.  

주민 절반 가까이 협동농장 일꾼  

작지만 큰 변화다. 박석앙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계장은 “북쪽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 일회성이 아닌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교류협력이 통일 비용을 줄이고 남북간의 신뢰와 변화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가 지난해 3 ㏊ 9 천평이었던 당곡리 시범협력사업을 올해 100 ㏊ 30 만평으로 확대하자, 초기엔 사업 

실패에 대한 우려도 컸다고 한다. 마을 주민 7 천여명 규모의 당곡리 마을에서는 협동농장 일꾼만 

3 천여명이다. 이 사업이 실패하면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협동농장만이 아니라 당곡리도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벼베기 한켠에서는 당곡리 마을 여성 6 명이 ‘중참’(간식)으로 송편과 아가씨토마토, 감자 고구마, 백숙을 

준비하느라 분주했다. “송편 맛이 어떠냐”고 묻자 송편을 그릇에 담던 주민 이금화(35)씨의 말이 수줍다. 

“추석을 앞두고 올해 걷은 경기도 햅쌀에 이곳 쑥을 섞어 빚었는데 그런 자랑 할 줄 모릅네다.” 송편에 강냉이

술을 곁들인 당곡리 들판에 추석은 이미 와 있었다. 강남군 당곡리/글·사진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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